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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발전과제1)

요

약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및 전기자동
차 등의 국내 보급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폐이차전지 및 폐태양광
등 사용수명이 끝난 폐기물에 대한 국내 사후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미비한 상태이다. 유
럽 등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관련 주요 선도국들은 이차전지 및 폐태양광의 재활용 제도를 이미 마련하여 운
영 중이나 우리나라는 중대형 이차전지 및 폐태양광의 재활용 관련 구체적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 국내 기술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중대형 이차전지 및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에 관한
다양한 응용기술 및 부분적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관련기업들은 대
부분 중소기업이다. 이차전지 재활용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대표적인 기업은 성일하이텍, 케이엠씨, 새빗켐
등이며, 결정질 실리콘계 폐태양광의 물질회수에 종사하는 기업으로는 ㈜프리텍, ㈜탑머티리얼즈, ㈜코리아
노블메탈 등이다. 중대형 이차전지 및 태양광 패널 재활용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해본 결과, 중대형 이차전지
의 재활용 시 그 편익이 비용보다 높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태양광 패널의 경우 현재로서는
재활용의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결
적으로 중대형 이차전지 및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관련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재활용 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 조세 및 정책금융지원 등의 정부 지원정책 또한 동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
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재활용 관련 연구개발 투자 규모 및 분야의 확대가 매우 긴요하다.

1)

1) 본 고는 모정윤 외(2017), 「사후관리체계구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를 요약·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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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현재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도

전기자동차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 등 이차전

전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에너지 패러다임의 무

지의 확대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신재생에

게가 효율적 에너지 공급에서 환경과 안전을 중시

너지 확대에 따라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될 동 분

하는 쪽으로 변화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30년까지

야 폐기물 처리 및 사후관리체계에 대한 정책적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20%까지 확대할 계획

논의는 미비하다.

이며, 원전비중 축소 정책을 통한 원전제로시대
로의 이행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 이차전지와 태양
광 패널에서 발생 가능한 폐기물의 재활용과 관련

에너지 정책의 변화에 따라 태양광 발전 등 신

된 국내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선진국의

재생에너지원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며 전력계

재활용 산업 및 지원 정책과의 비교를 통한 관련

통의 불안정성 및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산업의 발전 및 육성 방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설치 확대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내

가 불가피하다. 또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및 미

폐이차전지 및 폐태양광 재활용 산업의 수익성을

세먼지 감축에 대한 대안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

살펴봄으로써 국내 재활용 산업의 문제점을 고찰

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및 관심 또한 확대되고 있다.

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정부 지원정책의

그러나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신재생에너지원 및

설계가 필요하다.

2.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관련 제도 현황
(1) 주요 선진국의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
제도

배터리는 모든 종류의 배터리로써, 유럽의 경우
중형(전기차 배터리) 및 대형(ESS) 이차전지 모두
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품목으로 명시되어

유럽의 배터리 위원회(The battery Directive)는

있다. 동 법안은 모든 종류의 배터리 생산자에게

2006년 9월 26일부터 모든 종류의 배터리에 관해

배터리 수거, 처리 및 재활용 전반에 수반되는 비

생산자의 수거 및 재활용 책임을 명시하는 법안을

용 부담의 의무를 명시하며, 배터리 수거 및 재활

발의하였고 동 법에 의거, 모든 종류의 배터리 생

용 계획 수립은 재활용 비용 및 배터리의 환경비

산자는 배터리 수거, 처리 및 재활용에 수반되는

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법령의 대상에 포함되는

정한다. 모든 EU 가입국은 2012년 9월 2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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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재활용률이 최소 25%, 2016년 9월 26일까

(2) 주요 선진국의 태양광 패널 재활용 제도

지는 재활용률이 최소 4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중대형 리튬이온 폐이

유럽은 2002년 12월 6일 폐가전제품의 의무재

차전지 관련 생산자 책임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나

활용 관련 규정(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

현재 8개 주2)에서 배터리를 대상으로 한 생산자 책

tronic Equipment)을 도입, 동 규정에 따라 EU에

임 재활용 제도(EPR, Expended Producer Respon-

제품을 판매하는 생산자는 폐제품의 회수·처리

sibility)를 시행 중이다. Call2Recycle은 미국의 이

의무, 회수·처리비용 부담, 생산자 등록, 판매실

차전지 제품 생산자 책임 재활용 프로그램으로 미

적 및 재활용 실적 보고 등의 의무를 갖는다. 유

국과 캐나다 전역에 3만개 이상의 Call2Recycle 폐

럽은 2012년 8월 13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전지 수거 사이트를 운영하며, 초기에는 니켈-카

인 Directive 2012/19/EC3)를 통해 2002년에 도입

드뮴 전지만이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모든 11파운

한 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 관련 규정(WEEE)에

드 이하 무게의 이차전지가 수거의 대상이다.

태양광 모듈분야 포함을 결정하였다.

일본은 사업자 및 국민의 배출 책임을 명확히 하
고, 발생한 폐기물을 ‘순환 자원’으로 정한 후 적정
한 순환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 1월 “순환

일본 환경성은 2016년 3월 폐기물처리법(廃棄

物処理法)에 근거하여 ‘태양광발전설비의 재활용

등의 추진을 위한 지침(太陽光発電設備のリサ

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을 시행하였다. 동 법의

イクル等の推進に向けたガイドライン)’을 수

대상 업종 및 제품으로는 10업종 69품목이 포함되

립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폐태양광 발전설비를 산

었으며, 이 중 지정 재자원화 제품 안에 소형 이차
전지가 포함되었다.
2) 미네소타, 뉴저지, 메릴랜드, 메인, 아이오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
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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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3년 발족된 WEEE Directive는 전자·전기 제품에 대한 처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2008년과 2012년 2회에 걸친 수정을 통해 재활
용 대상 제품을 지정하며, 태양광 모듈은 2012년 개정 시에 해당 지침
에 포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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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폐기물로 분류하고, 관련 재활용 지침 등을 발표

적인 폐태양광 사후관리는 ISO 14000 환경관리 기

하였다. 동 지침을 통해 폐태양광 발전설비를 원칙

준 획득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First Solar와

적으로 ‘산업폐기물’로 분류하였으며, 처리 시 유의

같이 제조업자가 폐기물처리까지 관리하는 형태

사항 등을 해당 지침을 통해 자세하게 마련하였다.

와 제조업자가 패널 처리를 제3의 서비스업자와

미국은 기본적으로 폐태양광 모듈 관리 등을 기

계약하는 형태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 패널 판매

업의 환경책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기업의 자발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활용 책임을 준수하고 있다.

3. 국내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제도 현황
우리나라는 1992년에 시행되었던 예치금제도

로 관련 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다. 현재는 국가 주

를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보

도로 기술개발 연구과제 등을 발굴하여, 관련 기

완·개선하여 실시하고 있다. 동 법의 재활용 의

술 확보를 지원하고 있는 단계이다. 폐태양광 가

무 대상품목으로는 4개 포장재군, 7개 제품군이

운데 사업자일반폐기물에 해당하는 태양전지는

포함되고 7개의 제품군 중 전지류에는 수은전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를 통해 법제화되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1차전지, 망

었으며, 동법 시행규칙을 통해 폐태양전지의 재

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등 6종류

활용가능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가

의 전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중대형 리튬이

발전용으로 활용되는 가정용 등에 대해서는 법제

온이차전지는 동 법의 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기

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불

때문에 국내의 중대형 이차전지재활용에 관한 제

어 폐태양광에 대한 수거 의무화 제도와 정보화제

도 마련 및 법제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도 등의 부재로 해당 폐태양광의 관리실태 파악이

태양광 패널 재활용 역시 이차전지와 마찬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관련 국내 기술 및 기업 분석
(1)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 기술 및 기업

및 리튬 등의 희유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 기술은
크게 건식공정과 습식공정으로 구분된다. 건식공

폐리튬이온 이차전지에서 니켈, 망간, 코발트

정은 철광석을 녹이는 공법과 비슷하게 1,500도

2 0 1 8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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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온에서 이차전지 전체를 녹여서 가라앉는 금
속을 회수하는 방법이며, 습식공정은 황산과 알

(2) 태양광 패널 재활용 국내 기술 및 관련
기업

칼리의 화학반응을 통해 금속을 이온상태로 만들
어 회수하는 기법이다.

2017년 1월 국내 기업에 의해 실리콘계 태양광

건식공정은 초기 투자비가 크므로 어느 정도

폐모듈의 대량 재처리 공정 등의 특허가 출원되었

규모가 되어야 경제성이 유지가능하며 배기가스

으며, 상기 기술을 토대로 2톤/일의 규모의 공정

배출이 크고, 리튬의 회수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

을 구축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의 공정을

다. 습식공정의 경우 이차전지 해체/파쇄 및 선별

통해, 폐태양광 모듈은 알루미늄, 유리, 실리콘스

을 해야 하므로 관련 인력이 건식공정보다 많이

크랩, 실리콘웨이퍼, 구리, 납, 주석, 은 등의 형태

투입된다는 단점이 있다. 국내에서 활용하는 이

로 분리 및 회수할 수 있다.

차전지 재활용 공법은 습식공정으로 국내 이차전

우리나라의 폐태양광 관련 주요 기업 등은 정

지 재활용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대표적인 기업은

부주도의 기술개발 과제에 참여하여 관련 기술을

성일하이텍, 케이엠씨, 새빗켐 등이다. 동 기업들

개발하는 업체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은 이차전지 재활용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여 관

결정질 실리콘계 폐태양광의 물질회수와 관련하

련 국책과제 및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다. 향후 이

여서는 ㈜프리텍, ㈜탑머티리얼즈, ㈜코리아노블

차전지 재활용 산업이 확대될 경우 기존 관련 소

메탈 등의 기업이 존재하며, 태양광의 순환형체

재 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포스코 및 LS니꼬 등도

계 구축과 관련한 기술을 개발하는 ㈜심포니 에

재활용 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너지 등이 있다.

5.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경제성 분석
(1)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 경제성 분석

동차 배터리 용량4) 및 수명 가정(7년) 등이 필요
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배출된 연간 중형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의 경제성 분석을 위

리튬이온전지 철거 추정량은 2018년 약 7MWh에

해 먼저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중대형 이차전지

서 2030년 2,596MWh으로 크게 증가하여 2040년

의 철거량을 추정하여야 한다. 국내 중대형 이차

에는 9,352MWh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대

전지 철거량 추정을 위해 먼저 중형 이차전지는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 실측치 및 전망치, 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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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7년 기준 18kWh의 전기차 배터리 용량이 이후 1년마다 4%씩의 용
량 증가가 발생한다고 가정

산 업 경 제 분 석

<그림 1> 연도별 국내 중대형 이차전지 철거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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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형 리튬이온전지 철거량

국내 대형 리튬이온전지 철거량

자료 : 산업연구원(KIET) 추정.

형 리튬이온전지의 철거량은 국내 ESS 설치용량

리튬이차전지의 연평균 용량인 약 1,188MWh로

및 전망치, ESS의 평균수명 가정(10년) 등을 바탕

설정하였다.

으로 2023년 28MWh에서 2030년 961MWh, 2040

중대형 리튬이온전지를 재활용 시, 얻을 수 있

년 3만 9,501MWh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

는 편익은 크게 희유금속 회수를 통한 유가금속

되었다.

판매, 폐전지에 들어있는 중금속 및 독성화학물

본고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중형 이차전지로

질 회수를 통한 환경편익 증진 등으로 나눌 수 있

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며, 대형 이차전지로는

다. 폐리튬이온전지의 재활용을 통해서는 알루미

ESS용 대형 리튬이온전지만으로 경제성 분석의

늄, 고철, 구리 등의 부산물 및 코발트, 리튬, 망간,

대상을 한정하였다. 재활용을 통한 경제성 분석

니켈 등의 유가금속이 회수가 가능하다. 이 중 유

의 기간은 약 10년이며 중·대형 폐이차전지 연간

가금속 회수를 통한 편익이 90% 이상이므로 본

재활용 처리 목표는 앞 장에서 도출된 2020년에

장에서는 유가금속 회수를 통한 재활용 편익만을

서 2029년의 기간 동안 폐기가 예상되는 중대형

판매편익으로 산정하였다. 그 결과 중대형 이차

<표 1>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 사업의 순현재가치(NPV) 및 B/C 추정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편익의 현재가치
10,696 10,139 17,632 16,713 15,841 21,788 20,652 19,576 23,194 21,985
(백만원)
비용의 현재가치
49,955 9,976 12,698 12,036 11,409 14,955 14,175 13,436 15,087 14,300
(백만원)
순현재가치
(NPV, 백만원)

10,188

비용편익비율
(B/C)

1.06

자료 : 산업연구원(KIET)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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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도별 폐태양광 발생량 추정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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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산업연구원(KIET) 추정.

전지 재활용에 따른 희유금속 회수를 통한 매출

비 제원 등의 가정이 필요하다. 태양광발전설비

액의 경우 2020년에는 약 130억에서 2029년 기준

보급량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제공하는 2015년 신

420억으로 연간 14%의 성장률로 매출이 증가하

재생에너지 보급통계(2016년판)와 국정감사 자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료 등을 활용하였다. 단. 생산단계에서 Failure 형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 공장시설 신규 설립에
따른 비용은 크게 토지구입비용, 공사비용, 설비

태(Scraps)로 발생하는 철거량은 본 폐태양광 발
생량 추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비용, 운영비용 등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추

연도별 폐태양광 발생량은 2040년까지 총

정하였다. 중대형 이차전지를 연간 약 1,188MWh

3,866.5MW에 달하는 태양광 설비가 폐기될 예정

용량을 재활용할 수 있는 공장을 신규 설립 시 이

이며, 무게 기준으로 살펴보면 28만 7,669톤 규모

에 따른 사업의 경제성 평가 결과는 <표 1>에 요

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6년까지는 24

약되어 있다. 그 결과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사

톤 규모의 폐태양광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

업의 순 현재가치는 약 100억원으로 산출되었으

으며, 2017년 34톤을 시작으로 2040년에는 8만

며, B/C는 1.06으로 비용에 비해 편익이 높게 산

5,220톤에 달하는 폐태양광이 발생하는 것으로

5)

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2020~2029년까지의 폐태양광

(2) 태양광 패널 재활용 경제성 분석

발생량 처리와 관련하여 ① 폐태양광이 재활용 없
이 전량 매립, ② 폐태양광 가운데 알루미늄 프레

2040년까지의 국내 폐태양광 모듈 발생량 추정

임만 재활용되고 나머지 폐모듈은 전량 매립, ③

을 위해 ① 태양광발전설비 보급현황, ② 태양광

사용이 끝난 폐태양광을 물질자원화 공정을 거쳐

발전설비의 수명 가정, ③ 주요 보급된 태양광설

처리하는 시나리오 등 3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하
여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5) 현재가치 산출을 위한 사회적 할인율은 5.5%를 이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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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1에서는 2020~2029년 기간 동안 발생

산 업 경 제 분 석

<표 2> 폐태양광 사후관리체계 시나리오
내용

비용 식별

편익 식별

(일회) 매립지 건설비용
사
(매년) 철거비용, 중간처리비용, 매립지 운영비
적
용, 매립지 주민지원기금 등
발생량 전량 매립
시나리오1
(폐기물 감량 고려) 사
회 (매년) 납 용출에 따른 환경비용
적

사
적
사
회
적

(일회) 매립지 건설비용
사 (매년) 철거비용, 중간처리비용, 매립지 운영비 사
알루미늄 재활용 판매수익
적 용, 매립지 주민지원기금, 알루미늄 프레임 해체 적
발생량 전량 매립
비용 등
시나리오2
(폐기물 감량 고려)
사
사
알루미늄 생산 회피로 인한 온실가스
회 (매년) 납 용출에 따른 환경비용
회
절감 편익
적
적

시나리오3

물질자원화 및
에너지회수
공정 적용

(일회) 처리공정 구축비용, 매립지 건설비용
사
사 (매년) 회수물질 판매수익, 에너지 생
(매년) 철거비용, 처리공정 운영비용(유지보수
적
적 산에 따른 판매수익
포함), 매립지 운영비용, 매립지 주민지원기금 등
사
회
적

사 알루미늄 및 실리콘 생산 회피에 따른
회 온실가스 절감 편익, 납처리에 따른 환
적 경피해비용 절감

자료 : 산업연구원(KIET) 작성.

하는 폐태양광을 재활용 없이 감량만 하여 매립

편익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할 때를 가정하여 국민경제적 관점에서의 경제성

시나리오2에서는 2020~2029년 기간 동안 비

을 분석하였다. 이는 현 정부의 폐기물정책이 직

교적 재활용의 기술장벽이 낮은 알루미늄 프레

매립제로화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에 반하는

임만을 재활용하고, 이 외의 폐태양광은 감량처

부적절한 처리방식으로 3개의 시나리오 가운데

리(3차 파쇄)를 통해 매립할 때를 가정하여 분

가장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9

석을 실시하였다. 이때의 매립지 규모는 시나

년 기간 동안 발생한 총비용을 2020년 기준으로

리오1의 85.7% 수준이며, 알루미늄 재활용으

현재가치화하면 40억원 수준이며, 이때의 사회적

로 인해 비용이 투입되나 알루미늄 재활용의 판

<표 3> 시나리오1의 폐태양광 재활용 사업의 순현재가치(NPV) 및 B/C 추정
단위 : 백만원

Y+1

Y+2

Y+3

Y+4

Y+5

Y+6

Y+7

Y+8

Y+9

Y+10

667.5

42.3

147.9

341.7

438.3

497.0

431.2

381.9

459.8

636.9

편익의 현재가치
비용의 현재가치
순현재가치(NPV)
비용편익비율(B/C)

-4,044.4백만원
N/A

자료 : 산업연구원(KIET)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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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시나리오2의 폐태양광 재활용 사업의 순현재가치(NPV) 및 B/C 추정
단위 :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편익의 현재가치

191.6

비용의 현재가치

663.3

24.6

86.1

198.8

255.0

289.2

250.9

222.2

267.5

370.5

48.5

169.4

391.5

502.2

569.5

494.0

437.5

526.8

729.7

순현재가치(NPV)
비용편익비율(B/C)

-2,376.0백만원
0.48

자료 : 산업연구원(KIET) 추정.

<표 5> 시나리오3의 폐태양광 재활용 사업의 순현재가치(NPV) 및 B/C 추정
단위 : 백만원

2020

2021

2022

984.8

126.6

442.3

비용의 현재가치 12,250.3 424.5

532.4

편익의 현재가치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1,021.9 1,310.9 1,486.6 1,289.5 1,142.1 1,375.2 1,904.7
747.8

순현재가치(NPV)
비용편익비율(B/C)

846.9

901.3

806.0

731.6

811.7

1,012.0

-7,980.1백만원
0.58

자료 : 산업연구원(KIET) 추정.

매수익 및 온실가스 절감 편익 등이 존재한다.

하는 폐태양광이 전량 물질자원화 및 에너지회수

2020~2029년 기간 동안 발생한 총비용을 2020년

공정을 거쳐 최대한 재활용되며, 공정에서 배출

기준으로 현재가치화하면 45억원 수준이며, 이

되는 슬러지만이 매립될 때를 가정하여 분석하였

때의 사회적 편익은 22억원으로 분석되었다. 결

다. 이때의 매립지 규모는 시나리오1의 71.7% 수

과적으로 알루미늄 프레임만을 재활용하고 나머

준이다. 2020~2029년 기간 동안 발생한 총비용을

지 폐태양광을 매립할 경우, 본 사업의 비용편익

2020년 기준으로 현재가치하면 191억원 수준이

비율 결과는 0.48로 분석되며 B/C가 1보다 낮은

며, 이때의 사회적 편익은 111억원으로 분석되었

것으로 나타났다.

다. 결과적으로 본 사업의 B/C가 0.58로 분석되며

시나리오3에서는 2020~2029년 기간 동안 발생

그 값이 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신재생에너지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1) 폐이차전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과제

폐기물인 사용수명이 끝난 리튬이온전지의 재활
용 규정을 마련하고, 수거 및 재활용에 관한 세부

유럽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배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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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의 재활용에 관한 규정은 아직 마련되어

독하는 협회 또는 기관이 필요하다. 폐이차전지

있지 않은 실정이다. 폐이차전지의 재활용 의무 및

재활용을 관리하는 협회 또는 기관은 리튬이온이

관련 국내 세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련 재활용 산

차전지를 생산하는 생산자들에게 부과하는 재활

업의 국내 시장규모 확대 및 수익성 향상에 큰 애로

용 분담금의 부과기준과 금액을 결정하고, 재활

가 있다. 폐이차전지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용 관련 목표량 산정 및 연도별 재활용 의무이행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차전지 재활용과 관련된 법

에 관한 통계를 구축해야 하며 폐전지 수거 및 재

과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다.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폐이차전지 재활용 법제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

수행하여야 한다.

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폐이차전지의 재활용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중

령을 개정하여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에 이차전

소기업들이므로, 중소기업 맞춤형 정부의 정책지

지를 대상 품목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이다. 현재

원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폐전지 재활용 분야 인

동 제도의 재활용 의무 대상품목에 중대형 리튬이

력양성 프로그램의 신설 및 확대가 요구된다. 폐

온이차전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동법 시행령 제

이차전지의 재활용 분야의 경우 관련 화학공정 및

18조 4항의 재활용 대상에 리튬이차전지를 포함

장비 운영에 이해도가 높은 숙련 및 고급 인력이

시킬 경우, 소형 리튬이온전지뿐만 아니라 중대

필요하나 현재 관련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부재하

형 리튬이온전지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대

고 국내에 존재하는 폐전지 재활용 기업들은 전문

상품목으로 지정되어 생산자가 재활용 책임의 의

인력 확보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폐이차

무를 진다.

전지 재활용 관련 분야의 산학연 연계 인력양성

폐이차전지의 재활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폐전지 재활용의 생산자 의무책임을 법
제화 후, 이차전지 재활용의 전 과정을 관리·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해당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
문인력을 양성하고, 육성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폐전지 재활용 분야에 종사하는

<표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4항 개정(안)
개정 전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4. 다음 각 목의 전지류(별표 3에 해당하는 제품의 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들어가는 전지류를 포함한다)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전지(1차전지만 해당한다)
마.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바. 니켈수소전지

개정 후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4. 다음 각 목의 전지류(별표 3에 해당하는 제품의 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들어가는 전지류를 포함한다)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전지(1차 및 2차전지 모두 해당한다. 단, 전기차배
터리용 2차전지의 경우 재이용이 가능한 제품의 경우
재활용보다 재이용을 우선한다)
마.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바. 니켈수소전지

2 0 1 8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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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신규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의 자금 확보

품목 및 장기재활용목표율은 환경부 고시를 통해

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폐이차전지 재활용 관련

제정된다. 2013년 12월 환경부는 유해물질의 사

기업들을 위한 조세 및 정책금융 지원 정책을 마

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명시한 전기·전자

련하고, 자금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도와준다면

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8조 별

폐이차전지 재활용 분야 민간 기업 활성화를 통해

표1의 개정을 통해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을 과거

전략 소재의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으며, 자원

10개에서 26개로 확대한 바 있다. 현행 26개의 재

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활용의무 대상품목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할

국내 리튬이온전지 재활용 기술개발 R&D 과

경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

제의 경우 관련 연구개발 투자는 2003년부터 시

한 법률’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재활용을 법

작되었으며, 총 14개 과제에 72억 3,000만원 규모

제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의 연구비가 투입되었다. 이는 2016년 한해 국가

또 다른 법제화 방안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

R&D의 0.003% 규모로 그동안 동 분야의 연구개

행 중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발투자가 매우 소홀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급 촉진법’에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분야를 포함

현재 국내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은 수익성이 크지

시켜 제도화하는 방안이다. 동법 제5조 기본계획

않아 민간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확대를 기대하기

의 수립 등에 ‘신재생에너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

(태양광 패널·이차전지 등)의 친환경적 처리·이

인 연구개발 투자 및 관련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용에 관한 지원 방안’을 추가하여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방안을 기본계획하에서 체계적으로 지원

(2) 폐태양광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이후 동법 제10조의 조성
된 사업비 사용이 가능한 항목에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재활용 기술 개발 지원 및 기업 지원’ 등의

폐태양광 재활용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항목을 포함시켜, 제9조에서 조성된 신·재생에너

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폐태양광을 대상으

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를 태양광 패널

로 포함하여 제도화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 외에

재활용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는 방법 또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법’ 등을 법제화 방안에서 고려할 수 있다. 우리나

법제화와 더불어 폐태양광 설비 발생량을 모니

라는 EU 수준의 전기·전자제품의 자원순환 촉진

터링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독일

을 위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의 경우, 생산 및 유통되는 태양광설비에 고유의

관한 법률’ 제16조를 통해 ‘국가 재활용 목표관리

등록번호 부착을 의무화하여 폐전기전자등록재

제’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의거하여 대상품목 및

단(EAR)을 통해 태양광설비의 유통에서 폐기까

목표량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관련 재활용

지의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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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 8조 별표 1 개정(안)
개정 전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개정 후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1. 텔레비전
1. 텔레비전
2. 냉장고
2. 냉장고
3. 세탁기(가정용으로 한정한다)
3. 세탁기(가정용으로 한정한다)
4. 에어컨디셔너
4. 에어컨디셔너
5.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5.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6. 프린터(교체용 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는 법 제10조  6. 프린터(교체용 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는 법 제10
제1항에 따른 재질·구조개선
조제1항에 따른 재질·구조개선 대상으로 한정한다)
·
·
·
·
25. 비디오 플레이어[브이시아르(Video Cassette Recorder)
25. 비디오

플레이어[브이시아르(Video Cassette Recorder)
및 디브이디(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로 한정한다
및 디브이디(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로 한정한다
26.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한다)
26.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한다)
27. 태양광 발전설비

광설비의 이동정보와 더불어 폐태양광의 회수 및

용하면 고부가가치로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수거 등의 상태에 대해서도 단계별 체계적인 파악

고 국내 활용기업의 부재로 중국 등에 저가의 파

이 가능하다. 또한 폐태양광의 모니터링과 더불

쇄 유리형태로 수출하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공

어 폐태양광 재활용과 관련한 회수 및 수거에 소

공조달 및 시범사업 등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폐

요되는 막대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 또는

태양광을 활용한 재활용 모듈의 시범사업을 추진

협회의 지정이 필요하다.

하는 방안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으로 고

마지막으로 태양광 재활용 관련 기술개발 R&D

려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폐태양광의 보증체계 등

확대와 더불어 폐태양광 관련 신규 비즈니스 모

을 수립하는 연구 등을 진행하여, 신품과 재활용

델의 수립이 긴요하다. 폐태양광이 보유하고 있

태양광 패널 간의 격차해소 등을 위해 노력할 필

는 유리 등은 저철분유리의 형태로 회수하여 활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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